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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NATAL DIAGNOSIS OF CAUDAL REGRESSION
SYNDROME: A CAS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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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dal regression syndrome is rare congenital defect, characterized by the absence of the sacrum, and defects of variable portion
of lumbar spine, associated with anomalies from different systems. Although hyperglycemia related to maternal diabetes, genetic
predisposition, teratogens, and vascular anomalies altering blood flow have been hypothesized to play a role in its pathogenesis,
but the cause of this rare condition is not clear. We report a case of caudal regression syndrome diagnosed by prenatal
ultrasonography at 16 weeks of ge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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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단부퇴행증후군(caudal regression syndrome)은 하부 척추의 무발
생과 함께 직장, 요로생식계, 하지의 기형 등을 동반하는 질환이다[1].
유병률은 정상임산부 1만명 당 0.1-0.25%인 매우 드문 질환으로 그 빈
도가 당뇨병 산모에서 200-250배 더 높다고 알려져 있다[2].
고혈당 및 유전적 소인, 기형유발 물질, 혈관 기형 등이 관련 있을 것
이라고 추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
았다[3]. 척추 결손부위와 동반 기형의 정도에 따라 예후가 다르나 기본
병리 기전이 비가역적이므로 현재까지 보존적 치료 외에 방법이 없다[4].
최근 저자들은 산전태아 초음파검사에서 미단부퇴행증후군을 경험하
였기에 간단한 문헌 고찰과 함께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이학적 소견 및 검사소견: 산모는 내원 당시 전신 상태 및 영양 상태는
양호하였고 활력 징후는 정상 범위였으며 신장은 156 cm, 체중은 69
kg이었다. 혈액학적 소견에서 혈색소 11.4 g/dL, 백혈구 10570/mm3,
혈액형은 O형, Rh+, 뇨단백 및 뇨당은 음성이었다. 혈액화학 소견에서
는 혈당이 128 mg/dL로 약간 상승되었고, 그 외 검사치들은 정상이었다.
경 과: 임신주수 16주 6일에 본원에서 시행한 산전초음파검사상에서
는 아두 대횡경은 3.56 cm , 복부 둘레는 12.17 cm, 대퇴골 길이는 2.34
cm으로 임신주수에 적당하였으나 요천추부위는 관찰되지 않았다(Fig.
1). 그 외에 심장이나 요로생식기계 등은 이른 임신주수로 비정상적인
소견 유무를 판단하지 못하였다. 유전 상담 후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임신종결 강력히 원하여 임신주수 17주에 misopristol을 사용, 유도분만
을 시행하여 110 g의 사산아를 분만하였다. 사산아 골격계 방사선촬영

증례
환 자: 이 O 지, 28세, 초산부
산과력: 0-0-1-0
월경력: 월경주기는 규칙적이었으며 최종 월경일은 2010년 9월 21일
이었고, 분만 예정일은 2011년 6월 28일이었다.
가족력: 환자와 배우자의 가계에 유전적 질환이나 기형력은 없었으며
남편의 나이는 29세였다.
과거력: 특이사항 없었다.
현병력: 개인병원을 방문하여 임신진단 받았고 이후 산전진찰 받아오다
임신 16주 3일에 산전초음파상 골형성 이상소견 의심되어 본원 외래에
전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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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Transabdominal sonography shows abrupt termination of spine at lumbosacral
level (arrow). (B) A 3-Dimensional mode image showing
that the vertebral column ends
at the lumbar level (arrow).

고찰

Fig. 2. Infantogram shows absence of lumbosacral vertebrae (arrow),
frog-like position of the Rt. lower extremities, Lt. knee dislocation and
absence of Lt. foot bone (open arrow).

에서 1번 요추 이하가 없었으며 하지 및 골반뼈는 전반적으로 형성부전
소견을 보였다. 오른쪽 하지는 개구리 다리모양(frog-like position)으로
굽어있었고, 왼쪽 발꿈치뼈(calcaneous) 이하는 보이지 않았다(Fig. 2).
그 외에 다른 영상학적 검사 및 사산아 부검은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아
다른 계통의 동반 기형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말초혈액을 이용한 염색체 검사는 산모, 남편 모두 정상핵형이었고
사산아 역시 조직을 이용한 염색체 검사에서 정상핵형으로 판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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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단부퇴행증후군(caudal regression syndrome)이란 용어는
Bernard Duhamel [1]이 1960년 영국소아외과학회에서 최초로 정의
하였으며, 소화기계, 요로생식계, 요천추, 하지의 기형을 동반하는 질
환이라고 하였다.
유병률은 정상 임신부 1만명 당 0.1-0.25%인 매우 희귀한 질환으로
당뇨병 산모에서 200-250배 더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16%의 환
자들이 당뇨병을 가진 어머니를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2,5].
당뇨에서 미단부퇴행증후군의 기형유발 과정은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여러 동물실험에서 고혈당이 강력한 기형유발 인자로 생각된다
[6]. 당뇨 연관 기형은 이른 임신시기에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주요 기형
은 기관형성이 시작되는 임신 3-7주에 일어나게 된다. 고혈당으로 인
하여 손상된 세포 및 미토콘드리아막을 통해 유입된 포도당에서 유리된
자유 라디칼은 미성숙한 라디칼제거체계를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축적
된 과량의 라디칼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신호전달체계를 방해하여 기
형을 유발한다[7]. 그러나 미단부퇴행증후군 환자들의 16-22%만이 당
뇨가 있는 어머니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기 때문에 이 증후군의 기전
을 당뇨에만 한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하다[8]. 이외에도 세포유전
학검사를 통해 천추부전 환자들에서 7번 염색체 장완의 말단결손 및 부
분 천추부전 환자들에서는 7번 환염색체(ring chromosome) 관찰이 보
고되고[9,10], 외에도 minoxidil 용액 및 trimethoprim-sulfamethoxazole
로 치료받은 임산부에서 미단부부전의 태아가 보고되어 유전적 소인 및
약물 유발 기전도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3]. 본 증례의 경우 산
모에서 임신성 당뇨를 의심할 만한 소견 없었고 염색체검사 및 가족력,
약물 복용력에도 특이사항 없었다.
미단부퇴행증후군에서 척추결손의 범위는 하부 흉추부터 요추, 천추,
미추에 이르는 다양한 부위에서의 완전 무형성과 불완전 발달 저하 모
두를 포함한다. 대장항문기형과 십이지장 및 대장폐쇄 같은 소화기계
기형이나, 신장이나 방광의 무형성을 포함한 요로계의 기형이 흔하게
동반되며 그 외에도 생식기기형, 무뇌증 및 수두증, 신경관결손, 심장기
형 등을 동반할 수 있다. 또한 골반 및 하지의 발달 저하와 관절의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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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나타날 수 있다[8]. 본 증례에서는 요추 1번부터의 하부 척추결손
및 골반과 하지의 발달 저하, 왼쪽 발의 무형성, 무릎의 탈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른 임신 주수로 인해 초음파검사에서 동반 기형 발
견하지 못하였고 사산 후 골격계 방사선 촬영 외에 다른 계통의 영상학
적 검사 시행하지 못하였다.
진단은 산전초음파에서 요천추의 단절과 하지의 비정상적인 소견 등
으로 이루어지나 단절 부위 및 동반 기형의 정도에 따라 그 소견이 다양
하고, 임신 1분기에는 불완전한 골화(ossification)로 인하여 진단이 어렵
다. 그러나 짧은 정둔장(crown-rump) 길이, 비정상적 난황낭(yolk sac)
의 모양으로 임신 1기에 미단부퇴행증후군으로 의심할 수도 있다고 보
고되고 있다[11].
일부에서는 인어다리증(sirenomelia)을 미단부퇴행증후군의 가장 심한
형태라고 생각하였으나 최근 보고되는 바에 따르면 두 질환이 서로 다
른 질환이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미단부퇴행증후군은 당뇨와 연관
성이 높다고 알려진 데 반해 인어다리증은 당뇨와 관계없이 혈관기형에
따른 결과라고 하였다. 인어다리증은 복부대동맥으로부터 시작되는 비
정상적인 혈관을 통해 태아에게 가게 될 혈액이 태반으로 들어옴에 따
라 태아의 조직이 혈류공급을 받지 못하는 혈류도둑현상(vascular steal
phenomenon)에 의해 하지가 발달하지 못하고 융합되어 복합적인 동반
기형이 발생하는 것이 미단부퇴행증후군과 다르다고 하였다[12,13].
예후는 척추의 결손 부위와 동반 기형의 정도에 따라 다른데 결손 부
위가 높을수록 신경학적인 합병증이 많고 동반 기형이 심각하다. 특히
양측 신장무발생이나 주요 심장구조기형은 그 자체로도 치명적이다[4].
이를 고려하여 임신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분만 후에는 자기공명영
상과 같은 적절한 영상학적 검사를 시행하여 척추의 단절된 위치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된 다른 동반 기형이 없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그 밖
에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 기능의 이상여부도 판별해야 한다[5]. 재발률
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모체에 당뇨가 없거나 기형의 가족력이 없는
경우에는 5% 미만이라고 추정한다[4].
본 증례의 경우 기저 질환이 없는 임신 16주의 임산부에서 태아의 요
천추의 무형성이 일어난 경우였으며 비교적 이른 시기에 초음파로 진단
되었다. 시기 적절하고 정확한 산전진단을 위해서는 숙련된 초음파 기
술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11].
본 저자들은 산전초음파로 진단된 미단부퇴행증후군 1예를 경험하였
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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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단부퇴행증후군의 산전진단 1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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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1, 조인애1, 이동희1, 신정규1,2, 이순애1,2, 이종학1,2, 백원영1,2
미단부퇴행증후군(caudal regression syndrome)은 하부 척추의 무 발생 및 다양한 위치에서의 결손과 함께 다른 계통의 복합적인 기형을
동반하는 매우 드문 선천적 질환이다. 이 드문 질환은 임산부의 당뇨와 관련된 고혈당 및 유전적 소인, 기형 발생 물질, 관류저하 등이 관
여하고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다. 최근 저자들은 기저질환 및 관련 요인이 없는 임산부
에서 산전초음파를 통해 미단부퇴행증후군을 진단하였기에 간단한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중심단어: 미단부퇴행증후군, 산전초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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